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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반도체 패키지와 그를 이용한 반도체 시스템 패키지

(57) 요 약
본 발명의 제1 측면에 따른 반도체 패키지는 인쇄회로 기판과; 상기 인쇄회로 기판 상에 안착되며 그 상면에 도
전 포스트들이 형성된 반도체 다이와; 상기 인쇄회로 기판 상에 상기 반도체 다이를 덮도록 형성된 몰딩을 포함
하며, 상기 도전 포스트들은 일면이 상기 몰딩의 상부 면 상에 노출된다.
본 발명의 제2 측면에 따른 반도체 시스템 패키지는 도전 포스트들이 형성된 반도체 다이와, 상기 도전 포스트들
의 상면이 노출되도록 형성된 몰딩을 포함하는 제1 반도체 패키지와; 상기 제1 반도체 패키지 상에 상기 도전 포
스트들과 전기적으로 연결되게 안착되는 제2 반도체 패키지를 포함한다.

대표도 - 도2a

- 1 -

등록특허 10-0770934
(72) 발명자
이영민

김상현

경기도 용인시 죽전1동 건영캐스빌아파트 802동
304호

- 2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2동
삼성래미안아파트5차 505동406호

등록특허 10-0770934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반도체 패키지에 있어서,
인쇄회로 기판과;
상기 인쇄회로 기판 상에 안착되며 그 상면에 도전 포스트들이 형성된 반도체 다이와;
상기 인쇄회로 기판 상에 상기 반도체 다이를 덮도록 형성된 몰딩을 포함하며,
상기 도전 포스트들은 일면이 상기 몰딩의 상부 면 상에 노출됨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패키지.
청구항 2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다이는,
상호 대향된 상부 및 하부 면을 구비하며, 상기 하부 면은 상기 인쇄회로 기판에 접하게 안착됨을 특징으로 하
는 반도체 패키지.
청구항 3
제2 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다이는,
상기 상부 면 상에 형성된 회로 패턴 및 본딩 패드와;
상기 회로 패턴과 상기 본딩 패드가 노출되게 상기 상부 면 상에 형성된 절연 층과;
상기 절연 층 상에 노출된 회로 패턴들 상에 형성된 범핑 패드와;
상기 범핑 패드 상에 형성된 도전 포스트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패키지.
청구항 4
반도체 시스템 패키지에 있어서,
도전 포스트들이 형성된 반도체 다이와, 상기 도전 포스트들의 상면이 노출되도록 형성된 몰딩을 포함하는 제1
반도체 패키지와;
상기 제1 반도체 패키지 상에 상기 도전 포스트들과 전기적으로 연결되게 안착되는 제2 반도체 패키지를 포함함
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시스템 패키지.
청구항 5
제4 항에 있어서, 제1 반도체 패키지는,
상기 반도체 다이가 안착되는 인쇄회로 기판을 더 포함하며,
상기 몰딩은 상기 인쇄회로 기판 상에 상기 반도체 다이를 덮도록 형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시스템 패키
지.
청구항 6
제5 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다이는,
상호 대향된 상부 및 하부 면을 구비하며, 상기 하부 면은 상기 인쇄회로 기판에 접하게 안착됨을 특징으로 하
는 반도체 시스템 패키지.
청구항 7
제6 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다이는,
상기 상부 면 상에 형성된 본딩 패드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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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딩 패드들이 노출되게 상기 상부 면 상에 형성된 절연 층과;
상기 절연 층 상에 노출된 본딩 패드들 상에 형성된 범핑 패드와;
상기 범핑 패드 상에 형성된 도전 포스트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시스템 패키지.
청구항 8
제4 항에 있어서, 제2 반도체 패키지는,
상기 제1 반도체 패키지 상에 패키지 온 패키지의 형태로 안착되는 인쇄회로 기판과;
상기 인쇄회로 기판 상에 안착된 적어도 하나의 반도체 다이들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시스템
패키지.

명 세 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6>

본 발명은 반도체 다이를 실장하는 반도체 패키지에 관한 발명으로서, 특히 반도체 패키지들이 전기적으로 연결
된 시스템 패키지에 관한 발명이다.

<7>

시스템 패키지(System In Package; SIP)는 반도체 다이(Semiconductor die)와 같은 고밀도 집적 회로들을 모듈
화하기 위한 패키지로서, 실장 공간의 확보가 어려운 휴대용 단말기 등에 응용되고 있으나, 근래에는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다.

<8>

상술한 시스템 패키지는 크게 반도체 다이를 적층하여 와이어 본딩으로 접속하는 와이어 본딩(Wire bonding) 형
과, 박형화된 패키지를 적층하는 패키지 온 패키지(Package on package) 형과, 실리콘 칩에 관통 비아(Via)를
형성해서 접속하는 관통 비아형과, 웨이퍼 레벨(Wafer level)의 CSP(Chip size package)를 수지 기판 내부에
내장하는 기판 내장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9>

상술한 시스템 패키지는 메모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반도체 다이와 로직(Logic)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반도체 다이 또는 메모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도체 다이와 마이콘(Micon)과 같이 메모리의 조합이 주체
인 구성에 사용되고 있다. 근래의 시스템 패키지는 다양한 기능의 반도체 다이의 구성에도 사용되고 있다.

<10>

도 1은 종래 패키지 온 패키지 형태의 시스템 패키지의 단면 구조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종래의
시스템 패키지(100)는 제1 및 제2 반도체 패키지(110,120)를 구비하며, 상기 제1 및 제2 반도체 패키지
(110,120)는 상하로 적층된 구조로서, 상기 제1 및 제2 반도체 패키지(110,120) 사이에 개재된 복수의 솔더 볼
들(130)에 의해 연결된 구조를 갖는다.

<11>

상기 제1 및 제2 패키지(110,120)는 다층 적층 구조의 인쇄회로 기판(111,121)과, 상기 인쇄회로 기판(111,121)
상에 위치된 반도체 다이(112,122)와, 상기 반도체 다이(112,122)와 인쇄회로 기판(111,121)을 전기적으로 연결
시키기 위한 와이어(114,124)와, 상기 인쇄회로 기판(111,121) 상에 상기 반도체 다이들(112,122)을 덮도록 형
성된 몰딩(molding; 113,123)을 포함한다.

<12>

상기 각 인쇄회로 기판(111,121)은 그 상면에 각각의 전기 패턴들이 형성되고 상기 각 반도체 다이(112,122)와
전기적 패턴들 중 일부가 와이어 본딩(wire bonding)에 의해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와이어 본딩 되지 않은 나머
지 전기 패턴들 중 일부는 상기 솔더 볼들(130)에 의해서 타 측의 패키지(110 또는 120)와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13>

그러나, 패키지 온 패키지(Package on Package) 형태의 시스템 패키지(system in package)는 제1 및 제2 반도
체 패키지 사이의 전기적 연결이 많아질 경우에 삽입되는 솔더 볼의 공간이 많이 요구되는 문제가 있다.

<14>

또한, 종래의 시스템 패키지는 각 패키지의 크기에 비해서 접촉되는 면적이 작으므로, 기계적 강도 및 신뢰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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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15>

본 발명은 상술한 종래 기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발명으로서, 부피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 패키지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16>

본 발명의 제1 측면에 따른 반도체 패키지는,

<17>

인쇄회로 기판과;

<18>

상기 인쇄회로 기판 상에 안착되며 그 상면에 도전 포스트들이 형성된 반도체 다이와;

<19>

상기 인쇄회로 기판 상에 상기 반도체 다이를 덮도록 형성된 몰딩을 포함하며,

<20>

상기 도전 포스트들은 일면이 상기 몰딩의 상부 면 상에 노출된다.

<21>

본 발명의 제2 측면에 따른 반도체 시스템 패키지는,

<22>

도전 포스트들이 형성된 반도체 다이와, 상기 도전 포스트들의 상면이 노출되도록 형성된 몰딩을 포함하는 제1
반도체 패키지와;

<23>

상기 제1 반도체 패키지 상에 상기 도전 포스트들과 전기적으로 연결되게 안착되는 제2 반도체 패키지를 포함한
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24>

이하에서는 첨부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 예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관련된 공지기능, 혹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본 발명의 요지를 모호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생략한다.

<25>

도 2a는 본 발명의 제1 실시 예에 따른 시스템 패키지의 단면을 도시한 도면이고, 도 3a 내지 도 3d는 도 2a 도
시된 시스템 패키지의 제조 단계별 단면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2a 및 2b와 도 3a 내지 도 3d를 참조하면, 본
실시 예에 따른 반도체 시스템 패키지(200)는 제1 및 제2 반도체 패키지(220,210)를 포함한다. 상기 제1 반도체
패키지(220) 상에 상기 제2 반도체 패키지(210)가 안착된다.

<26>

상기 제1 반도체 패키지(220)는 재배선들(225)이 형성된 반도체 다이(222)와, 상기 재배선들(225)의 상면이 노
출되도록 형성된 몰딩(223)과, 상기 반도체 다이(222)가 안착되는 인쇄회로 기판(221)을 포함하며, 상기 몰딩
(223)은 상기 인쇄회로 기판(221) 상에 상기 반도체 다이(222)를 덮도록 형성된다. 상기 반도체 다이(222)는 상
기 인쇄회로 기판(221)과 와이어 본딩(224)에 의해 연결된다.

<27>

도 2b는 도 2a에 도시된 제1 반도체 패키지(220)에 실장되는 반도체 다이의 단면을 도시한 도면이고, 도 3a는
상기 반도체 다이(222)의 단면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2b와 도 3a를 참조하면, 상기 반도체 다이(222)는 상호
대향된 상부 및 하부 면을 구비하며 상기 하부 면은 상기 인쇄회로 기판(221)에 접하게 안착된다.

<28>

상기 반도체 다이(222)는 상부 면 상에 형성된 본딩 패드들(222a)과, 상기 본딩 패드들(222a)의 상면이 노출되
게 상기 반도체 다이(222)의 상부 면 상에 형성된 절연 층(222b)을 포함한다. 상기 재배선(225)는 상기 절연 층
(222b) 상에 노출된 본딩 패드들(222b) 중 일부에 형성된 범핑 패드(225a)와, 상기 범핑 패드(225a)상에 형성된
도전 포스트들(225b)을 포함한다.

<29>

상기 반도체 다이(222)는 그 상면에 회로 패턴들(미도시)이 형성되며, 상기 회로 패턴들 중 외부와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단자의 상면에는 상기 본딩 패드들(222a)이 형성된다. 상기 절연 층(222b)은 상기 본딩 패드들(222a)
을 덮도록 상기 반도체 다이(222) 상에 형성되나, 상기 본딩 패드들(222a)의 상면이 노출될 수 있게 상기 반도
체 다이(222) 상에 형성된다.

<30>

상기 범핑 패드들(225a)은 상기 본딩 패드들(222a) 중에서 와이어 본딩에 의해 인쇄회로 기판과 연결되지 않는
본딩 패드(222a) 상면에 형성되고, 상기 도전 포스트(225b)는 구리 등과 같은 금속성 재질이 사용될 수 있으며
상기 범핑 패드(225a)에 리플로우(reflow) 등에 의해 결합될 수 있다.

<31>

상기 몰딩(223)은 상기 도전 포스트(225b)의 상면이 노출되도록 상기 인쇄회로 기판(221) 상에 상기 반도체 다
이(222)를 덮도록 형성된다. 상기 몰딩(223)은 도 3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도전 포스트(225b)를 포함해서
상기 반도체 다이(222)를 완전하게 덮도록 형성되며, 상기 몰딩(223)은 도 3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도전 포
스트들(225b)이 상면이 노출될 수 있도록 그 상부의 일 부분이 식각 또는 연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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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상기 제2 반도체 패키지(210)는 상기 제1 반도체 패키지(220) 상에 패키지 온 패키지(Package on Package)의 형
태로 안착되는 인쇄회로 기판(211)과, 상기 인쇄회로 기판(211) 상에 안착된 적어도 하나의 반도체 다이들(21
2)을 포함한다. 상기 반도체 다이들(212)은 적층형으로서, 와이어 본딩(214)에 의해 상기 제2 반도체 패키지
()210의 인쇄회로 기판(211)과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상기 인쇄회로 기판(211) 상에는 몰딩(213)이 형성된다.

<33>

상기 제1 및 제2 반도체 패키지(220,210)의 인쇄회로 기판(221,211)은 적층형 인쇄회로 기판(embeded)이 사용될
수 있으며, 상기 제2 반도체 패키지(210)의 인쇄회로 기판(211)은 상기 제1 반도체 패키지(220)의 몰딩(223) 상
에 노출된 도전 포스트(225b)와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34>

상기 제1 및 제2 반도체 패키지(220,210)의 사이에는 도 3d에 도시된 바와 같이 도전성 접착 패드(230)가 삽입
될 수 있으며, 상기 도전성 접착 패드(230)에 의해서 상기 제1 및 제2 반도체 패키지(220,210)가 전기적으로 연
결될 수 있다. 상기 도전성 접착 패드(230)는 접착 물질 내에 금속과 같은 도전 물질들이 알갱이 상태로 내재
되며, 상기 제1 및 제2 반도체 패키지(220,210)의 사이에 가해지는 압력에 의해서 상하의 수직 방향으로 전기적
으로 연결될 수 있다.

<35>

도 4는 본 발명의 제2 실시 예에 따른 시스템 패키지의 단면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4를 참조하면, 본 실시 예
에 따른 반도체 시스템 패키지(300)는 제1 및 제2 반도체 패키지(320,310)를 포함한다. 상기 제1 반도체 패키지
(320) 상에 상기 제2 반도체 패키지(310)가 안착되며, 본 실시 예에 따른 반도체 시스템 패키지(300)는 상기 제
1 반도체 패키지(320)보다 길이가 긴 제2 반도체 패키지(310)가 적용된다.

<36>

상기 제1 및 제2 반도체 패키지(320,310)는 인쇄회로 기판(321,311)과, 상기 각 인쇄회로 기판(321,311) 상에
위치된 반도체 다이들(322,312)과, 상기 반도체 다이들(322,312)을 포함해서 해당 인쇄회로 기판(321,311)을 덮
도록 형성된 몰딩(323,313)을 포함하며, 상기 각 반도체 다이들(322,312)은 와이어 본딩(324,314)에 의해서 해
당 인쇄회로 기판(321,311)과 전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37>

상기 제1 반도체 패키지(320)의 반도체 다이(322)는 그 상면에 도전 포스트들(325)이 형성되고, 상기 도전 포스
트들(325)에 의해서 상기 제1 반도체 패키지(320)의 반도체 다이(322)와 상기 제2 반도체 패키지(310)가 전기적
으로 연결될 수 있다. 상기 제1 및 제2 반도체 패키지(320,310)는 그 사이에 개재된 인터포저(Interposer) 등에
의해 연결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38>

본 발명은 기존 패키지 온 패키지 방식의 반도체 패키지에 비해서, 반도체 패키지의 고밀도 집적이 가능하고,
반도체 패키지 간의 접촉 면적이 넓으므로 안정적인 기계적 강도와 신뢰성 확보가 용이하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1>

도 1은 종래의 패키지 온 패키지 형태로 집적된 반도체 시스템 패키지의 단면을 도시한 도면,

<2>

도 2a는 본 발명의 제1 실시 예에 따른 반도체 시스템 패키지의 단면을 도시한 도면,

<3>

도 2b는 도 2a에 도시된 반도체 다이의 단면을 도시한 도면,

<4>

도 3a 내지 도 3d는 도 2a 도시된 반도체 시스템 패키지의 제조 단계별 단면을 도시한 도면,

<5>

도 4는 본 발명의 제2 실시 예에 따른 반도체 시스템 패키지의 단면을 도시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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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도면1

도면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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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b

도면3a

도면3b

도면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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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d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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